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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퇴행

성 중추신경계 노인질환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유병률이 높

아[1],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파킨슨병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

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파킨슨병 환자 수는 2010년 71,571명에서 2020년 125,927명

으로 10년간 75.9% 증가하였고, 파킨슨병 요양급여비용 총액

은 2016년 3,841억 2,531만 7,000원에 비하여 2020년 4,837억 

6,867만 3,000원으로 5년간 26% 늘어났다[2]. 2020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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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60세 이상 파킨슨병 노인 환자가 전체 파킨슨병 환자의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2],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함

에 따라 파킨슨병에 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 신경세포의 파괴로 도파민 감소가 

야기되고, 기저핵의 비정상적인 기능으로 인해 운동장애, 인

지장애, 우울 및 불안의 심리적 변화가 나타난다[3]. 파킨슨병

의 진행성 신경 퇴화는 안정 시 진전, 경직, 운동 완서, 자세 불

안 등 운동 증상이 나타나 균형 및 보행장애로 인한 이동 문제

와 낙상 위험이 발생한다[4]. 이와 함께 파킨슨병은 비운동 증

상인 기억결손, 이해능력 감소, 정서 안정의 악화로 인지장애

와 우울도 증가하고 있다[3,4]. 이러한 파킨슨병 진행을 완화

하기 위한 약물치료는 신경세포 파괴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

면서 결핍된 도파민 수준을 보충하는데, 장기간의 치료를 받

는 경우 이상운동증, 망상, 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5]. 이에 적절한 약물치료와 함께 운동요법을 병행하면 손상

된 신경의 재생을 촉진하고, 신체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행장

애나 낙상 위험 감소[6,7]와 운동 및 인지장애 완화, 우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 

우울은 파킨슨병의 비운동성 증상 중에 가장 흔한 증상이

다[8]. 파킨슨병 환자에서 우울의 발병률이 파킨슨병이 없는 

집단보다 두 배 정도 높고, 파킨슨병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우울

을 경험하고 있다[5].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은 도파민과 관련

된 신경 화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거나 보행장애 등 신체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9]. 신경계 장애 환자의 우울 감

소를 위해 적절한 약물치료와 신체기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

는 운동요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0]. 운동은 적절한 강도

로 꾸준히 진행하면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고 운동장애 및 우

울 증상도 감소시켜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

기 때문이다[11].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은 인지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우울 증상이 있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인지장애가 현저히 발생

하며[3,4] 파킨슨병 환자의 40% 정도에서 나타난다. 파킨슨병 

환자가 겪는 치매 증상은 적절한 약물치료와 함께 비약물요법

의 신체활동이 뇌의 신경보호에 효과가 있으며, 기존 연구에

서 뇌의 기저핵과 전두엽의 활동 강화로 인지기능 개선이 

보고되었다[12,13]. 

파킨슨병 환자에게 적용한 운동 중재를 살펴보면, 국내 연

구에서 가상현실 댄스 운동 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의 균

형, 일상생활 활동, 우울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14], 태

극권 운동 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의 근력과 균형, 인지기

능 개선에 효과적이었다[15]. 또한 마음 챙김 명상기반 복합 

운동 프로그램이 운동 및 비운동 증상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국외 

연구에서 노르딕 걷기 프로그램이 운동 및 비운동 증상의 개

선에 뚜렷한 효과를 보였고[17], 에어로빅운동이 파킨슨병 환

자의 체력 증진과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발표

하였다[18]. 

최근에는 필라테스 운동이 노인의 균형, 근력을 개선하고 

낙상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9]. 1920년

 Joseph Pilates가 개발한 필라테스는 호흡(breath), 흐름

(flow), 조절(control) 정확성(precision), 중심(center), 집중

(concentration)의 운동 원리에 기초하며, 신체 균형, 자세교

정을 체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조절 운동이다[20]. 

필라테스 중재 효과를 살펴보면, 만성 요통 노인 환자의 이동

성, 균형의 향상으로 체력이 개선되어 낙상 예방 가능성을 제

시하였고[21],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인지기능, 균형, 신체 능

력,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22]. 하지만 

파킨슨병 노인 환자를 상으로 한 필라테스 운동 중재연구는 

미미하여 필라테스 운동을 통한 체력강화로 낙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치료적 접근방법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킨슨병 노인 환자를 위한 걷기와 필라

테스 기반의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

써 체력, 우울 및 인지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보행

장애와 낙상 위험 감소, 우울과 인지 개선의 근거자료를 마련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파킨슨병 센터에 등록된 

파킨슨병 노인 환자에게 적용한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의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

에 참여한 실험군과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조군을 

비교하여 체력, 우울,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가설

1) 가설 1 

시간이 경과 하면서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조군보다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체력

검사 점수가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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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

시간이 경과 하면서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조군보다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우울

은 더 감소할 것이다. 

3) 가설 3 

시간이 경과 하면서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조군보다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인지

기능이 향상될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파킨슨병 노인 환자를 위한 체력강화 운동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 조군 전 ․ 
후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상자는 B시와 K도 지역에 거주하며 특발성 파킨

슨병 진단을 받고, D 학교병원 신경과 외래를 방문하여 규

칙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60세 이후 만성 질

병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고하고, 만성 노인성 질환의 조기 관

리를 강조하고 있으므로[23] 이에 상자를 60세 이상 파킨슨

병 노인 환자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1) 선정기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서면동의한 자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지 6개월 이상인 자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측정 점수 24점 이상의 인지기능이 정상이며, 의

사소통이 가능하고 주치의 추천을 받은 자

 파킨슨병의 운동성 증상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한 

Hoehn과 Yahr stage[24] 척도로 측정하여 0~2단계에 해

당하는 자(신체의 떨림이나 강직 등 증상이 나타나지만, 

균형장애가 없고 독립적 생활 가능)

2) 제외기준

 우울(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측정 점수 16점 

이상의 우울장애가 있는 자

상자 수는 G*Power 3.0 (University of Dusseldorf, Dus-

seldorf, Germany)을 활용하여 두 집단 세 시점의 Repeated 

measures ANOVA 분석에 의해 효과크기 .3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설정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최소 표본의 크

기는 집단별로 21명이 필요하였고, 20%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조군을 각각 26명 배정하였으나 12회기 교육 참

여 횟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본인 건강상태로 인하여 중지한 

경우 중도 탈락하여 최종 실험군 21명, 조군 20명이 선정되

었다(Figure 1).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 학교병원의 윤리심의위원회(IRB No: DAUH 

IRB-17-045)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연구 상자의 자발

적인 연구 참여 의사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 진행절차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

행하였다. 상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승인 내용에 따라 연

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비 유지와 자료

분석의 익명처리를 약속하였다. 상자는 연구 참여 도중 언

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4. 연구도구

1) 체력(Senior Fitness Test, SFT)

파킨슨병 노인 체력검사는 Rikli와 Jones가 개발한 노인 체

력검사(Senior Fitness Test, SFT)를 사용하였다[25]. 노인의 

기능적 체력은 과도한 피로 없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생리적 능력이므로, 이를 사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25]. 하지 근력 측정은 30초간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30- 

second chair stand, 상지 근력은 아령 들기(arm curl), 상지 

유연성은 견관절 유연성 검사로 등 긁기(back scratch), 하지 

유연성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양손을 앞으로 뻗기

(Chair sit-and-reach), 유산소 지구력은 2분 제자리 걷기

(2-minute step test), 민첩성과 동적 균형 평가를 위해 일어서

서 2.44 m 걷기(up-and-go)로 구성되었다. 평가자 내 신뢰도

(동일 평가자)와 평가자 간 신뢰도(다른 평가자)를 위하여 평

가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테스트 프로토콜 및 기록 절차

에 한 교육하였다.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거동 손실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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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식별에 도움이 되는 각 테스트 항목(기준 기준점)에 

한 임계값을 60 , 70 , 80  연령별로 제공하여 남녀 모두 

연령에 맞는 정상범위 수치가 있어 이 범위를 초과하는 점수

는 연령에 비해 평균 이상으로, 범위 미만은 평균 미만으로 간

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사 출신 운동처방사와 체육학과 

석사 출신 2명이 측정한 값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Rikli와 

Jones 연구[25]에서 측정 및 재측정 신뢰도 결과는 .80<R<.98

이었다.

2) 우울(Korean-version of the Montgomery-Asberg Depres-

sion Rating Scale, MADRS-K)

우울의 측정은 Montgomery와 Asberg [26]가 개발한 우

울증 관찰자 평가척도(Montgomery-A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MADRS)를 Ahn 등[27]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글판 MADRS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증 관찰자 

평가척도는 자가보고형 척도보다 증상의 심각도를 더 잘 반영

하고, 피험자의 성격적 요인을 제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임상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우울증의 관찰자 평가척도로서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Hamilton 우울증 평가척도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DRS)[28]이지만, 이 

도구는 치료에 따른 우울 증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탐지하기보

다는 진단적 측면을 더 반영한 척도이다. MADRS는 HDRS 

보다 항목의 수가 적어 평가 시간이 짧고 우울증의 감정적, 인

지적 측면이 강조되어 평가자의 관찰보다는 피검자의 주관적

인 보고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항목의 비율이 높은 장점이 있

다. 따라서 MADRS는 HDRS보다 평가자 훈련이 수월하여 

항우울제의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규모 연구에서 편리함과 

아울러 경제적인 이점을 갖는다. 이 도구는 스스로 보고하는 

슬픔, 겉으로 드러나는 슬픔, 내적 긴장감, 집중의 어려움, 수

면 저하, 식욕 저하, 느낌의 상실, 권태, 비관적 사고, 자살 사고

의 10개 항목을 0점에서 6점까지의 일곱 단계로 평가한다. 

Ahn 등[27]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9였고,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는 .82였다.

3) 인지기능(Korean-version of the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Scale, ADAS-K)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은 알츠하이머병 평가척도(Alzhei-

mer's Disease Assessment Scale, ADAS)[29]로 측정하였

다. 이 도구는 치매 환자의 조기 진단과 질병 진행단계를 민감

하게 평가해 주는 종합적 인지기능 평가도구이다. ADAS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적 및 비인지적 증상의 정도를 평

가하도록 고안되어 인지 소척도(Cognitive subscale of the 

Total intakes 
120 patients 

Baseline measurement 
56 patients

Intervention group 1
 Baseline measurement 

 30 patients

Control group 2
 Baseline measurement 

26 patients

Intervention group 
Post-measurement 

 21 patients

Intervention group 
Post-measurement 

 20 patients

Drop-out: 9 patients
with health and time

problems

Drop-out: 6 patients
with health and time

problems

 *1 The intervention group participated in the physical-strengthening exercise program in addition to the regular neurological care.
 *2 The control group received no physical-strengthening exercise program during the study, just the usual neurological care.

Figure 1. Flow diagram of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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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ADAS-Cog)와 비인지 소척도(Noncognitive sub-

scale of the ADAS, ADAS-NonCog)로 구성되었다. ADAS- 

NonCog는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ADAS-Cog보다 낮은 신뢰도를 보여 임상연구에서는 ADAS- 

Cog만을 인지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Suh 등[30]이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평가척도 한국어판에서 

ADAS-Cog만을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ADAS-Cog는 11개

의 소검사 항목으로 기억력 4항목(단어 즉각 기억, 단어 재인 

기억, 지남력, 검사 지시기억), 언어능력 5항목(물건 혹은 손가

락 이름 말하기, 단어 선택 장애, 지시 따르기, 언어이해력, 언어 

표현력)과 수행능력 2항목(관념적 수행, 구성적 수행)으로 구

성되어 있다. 처음 8개 항목은 언어, 시 공간기능, 기억, 실행기

능, 지남력 등에 한 피검자의 인지 수행을 근거로 점수를 주

고, 나머지 3개 항목은 검사하는 동안 피검자의 행동관찰을 근

거로 평정한다. ADAS-Cog는 각 소검사 항목의 오류의 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나타내며 70점이 만점이다. 개발 당시[29] 

Cronbach’s ⍺는 .81, Suh 등[30]의 연구에서 Cronbach’s ⍺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83이었다.

5. 자료수집

1) 예비조사

본 연구 예비조사를 위해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여 2017년 

1월 10명의 상자에게 사전 조사를 시행하였고, 사전 조사 결

과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거나 잘못 판단한 문맥

은 간호학과 교수 2인과 주치의에게 자문하여 보완하고 수정

하였다.

2) 본 조사 

선정기준에 합당한 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여 임의표집 하였고, 최근 6개월 이내 차트에 기록된 파킨슨병 

진행단계(Hoehn & Yahr stage) 0에서 2단계에 해당하며, 

MMSE 측정 점수 24점 이상의 인지기능이 정상인 환자를 선

정하였다. 설문 조사 참여자 120명은 외래 방문 시 사전 설문 

조사(1회)가 한 달 동안 이루어졌고, 그중 연구 상자로 선정

된 56명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실험군과 실험에 참여가 어려운 조군으로 나누었다. 사전 

체력측정(1회)은 따로 특정한 날 2일을 정하여 실험군과 조

군을 평가하였다. 연구 진행 2주 전부터 상자의 핸드폰으로 

연구보조원이 전화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격려하였으며 프로

그램 12주가 끝난 직후 실험군과 조군의 설문 조사(2회)와 

체력측정(2회)이 같은 주에 날짜를 달리하여 사후 1 조사가 이

루어졌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4주에도 같은 주에 날짜를 달리

하여 실험군과 조군의 설문 조사(3회)와 체력측정(3회)을 

교육기관에 참여하여 사후 2 조사가 직접 이루어졌고, 불참자

는 전화를 통하여 다음 날 참석하도록 독려하여 시행하였다. 

조군은 프로그램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평소 본인이 투약하

는 약물치료 및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며 12주 관찰 후에 실험

군과 다른 날짜에 사후 1, 2 조사방법으로 설문 조사(1회, 2회, 

3회)와 체력 측정(1회, 2회, 3회)을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면접법과 설문지에 해 교육을 받은 간호학

과, 체육교육학과 학생과 사회복지사 면접원 3명이 자신을 

소개한 후 설문 문항을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이에 한 응답

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 타계식 방법을 시행하였다. 우울

(MADRS-K)과 인지기능(ADAS-K) 측정은 훈련된 파킨슨병 

센터 전담간호사가 실시하였고, 노인 체력검사(SFT)는 전문 

운동처방사와 체육교육학과 석사 출신이 측정하였다. 조사자

는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하여 숙지하고 참여자에게 연

구의 목적 및 연구 참여를 통한 위험이나 혜택에 해 상세하

게 설명하였으며 설문 조사마다 간식 제공 및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6.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

1) 운동 종류

파킨슨병 노인 환자를 위한 운동방법으로 근력 강화와 협

응성 향상이 목표이지만 근력 강화를 위한 동작을 하면서 가

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신이 

취한 자세를 스스로 인지하여 의자에 앉았을 때 양쪽 발바닥 어

느 부위에 더 체중이 느껴지며 무릎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궁둥

이가 닿는 부분은 어디 있으며 또 상체는 바르게 세우고 고개는 

어디에 있는지 등을 생각하여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였다. 의자

에서 일어날 때 무게 중심이 어떻게 옮겨지고 넘어지지 않게 일

어서기 위해서는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하며, 어떻게 서 있는 

것이 바른 자세이고, 바르게 걷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해 인

식하도록 하는 연습을 적응기부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Pilates Soft Ball (22 cm)과 탄성 저항 밴드를 이용하였다. 

두 번째 다양한 스텝을 이용한 협응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

램은 팔 흔들기, 제자리 걷기에서부터 다양한 스텝 연습(환자

에 따라 원형 발판을 이용하여 시각적인 cue가 필요함), 2칸 

ladder, 스텝 박스를 이용한 걷기로 단계적으로 난이도를 조

절하고. 박자는 구령에 맞추도록 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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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strengthening Exercise Program

Orders Contents Intensity

Warm-up
(10~20 min)

Exercise Position RPE 9~11

․ Clap hands (up and down, left and right, palm-back of hand, fist-bob)
․ Walking in place
․ Raise the upper body in a circle with both hands up (front, left, right)
․ Stretching (neck, chin, shoulders, trunk, legs, ankles)

Sitting 
in 

chairs

Main exercise
(20~40 min)

Pilates soft ball and resistance bands exercise program 1~3 week:
RPE 11~13

4~8 week:
RPE 11~15

9~12 week:
RPE 13~15

․ Strengthen the ball with both palms and fingerprints
․ Send the ball in front of the ball caught with both hands
․ Round the back while sending it in front of the ball caught with both hands, then 

straighten the body
․ Send the upper body forward with the ball caught with both hands (hold the entire sole 

of the foot on the floor)
․ Send the ball caught with both hands to the side: 4 beats, left and right
․ Hold one foot and send the ball caught with both hands to the side (raise the feet in the 

same direction): 4 beats, left and right
․ Raise and lower your arms with your arms open (turn the ball left and right to catch it): 

4 beats
․ Raise and lower your feet while walking in place
․ Place the ball on your knee and lift your heel and forefoot
․ Raise and lower the legs by placing the ball on both ankles
․ Raise one leg at a time when crossing the ball from outside to inside and from right to 

left (crossing in one direction, crossing alternately)
․ Place the ball on your knee, cross your arms, and send it in front of your upper body
․ Put the ball in front of the upper body and stand up and sit: 4 beats
․ Stand up with the ball in place, lift your heels and sit down again: 6 beats
․ Stand up with a ball, lift one foot at a time, and then sit down again: 8 beats
․ When you stand up with the ball and lift one foot, send it in front of the ball and bring it 

together with the movement: 8 beats

Sitting 
in 

chairs

․ Walk in place with the ball, walk forward, walk sideways, walk diagonally
․ Send the ball forward (up) and walk sideways (crawl)
․ Send the ball forward (up) and walk forward, walk in an oblique direction
․ Send the ball diagonally (over the diagonal) and lunge diagonally
․ Strike the ball caught in one hand with your knee while walking in place

Standing

Walking exercise program

․ Walking in place: clap for beat 8, clap for beat 4, raise your arms out to the side
․ Side lunge
․ Step and touch forward one step at a time

Sitting
in 

chairs

․ Walk one space at a time: reach from the heel of the point
․ Step on all the squares (go forward using the outside foot on the outside of the ladder)
․ Walking diagonally (step-gather-step-gather)
․ Walk by setting rules for right foot, left foot, left foot, right foot, etc. using a circular 

footrest (difficulty control: balance form) next to the ladder
․ Walk backwards diagonally: right, left

Standing
(use

ladder)

․ Climbing and descending the step box (if you go up with your right foot, come down 
with your right foot): Practice separately on both sides and take turns (BPM 80, 84)

․ Step with right foot: Left foot hitch up: Left foot on the floor: Put right foot next to it
․ Going up and down the step box: Wild step

Standing
(use step 

box)

Cool-down
(10~20 min)

․ Wrist and finger exercises
․ Close up your upper body with your hands interlaced and stretch to the left and right
․ Put your hands on your knees and turn your torso
․ Lift one leg and rotate the hip joint (left and right), rotate the ankle
․ Ankle exercise (front, back, left, right)
․ Breathe
․ Condition check and closing greetings

Sitting 
in 

chairs

RPE=Borg's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Scale; BPM=Beats per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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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 강도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운동강도는 스스로 느끼는 힘든 정도

를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Borg의 운동자각도(Borg’s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로 판단하도록 하여 지도자가 정한 

반복횟수나 유지하는 시간(초)이 있을지라도 개인별로 자기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도록 하였다.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경

우는 일반인의 힘든 정도(무게가 무거울수록 강도가 높음)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동작이 잘되지 않을 

때 몸이 마음 로 되지 않을 때 더 힘들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근력운동 시 강도 설정이나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리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강도 설정을 할 때 반복횟수를 올리거나 세트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동작에 따라서 동작의 복잡성이나 속

도 조절로 난이도로 조절하면서 강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켰

으며 난이도 단계를 올리는 기준은 앞의 동작이 원활하게 될 

때와 안전성이 보장되었을 때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바른 자세는 운동을 시행하는 동안 계속 강조하였으며, 근

력운동 시 힘이 드는 동작에서는 꼭 내쉬도록 하고 일반적으

로 동작을 할 때 구령을 같이하여 호흡을 자연스럽게 내뱉도

록 하였다. 적응기는 1~3주 정도로 RPE 11~13(fairly light~ 

somewhat hard)에서 조절하도록 하였고, 4~8주는 RPE 11~ 

15(fairly light~hard), 9~12주에는 RPE 13~15(somewhat 

hard~hard)로 실시하였다. 

3) 운동 지속, 빈도 및 기간

미국 스포츠의학회에 운동 처방 권고에 따르면 지속적 운

동을 시작한 지 6~8주 이후에 운동의 효과가 관찰되고, 노인

은 기초체력과 신체기능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낮으므로 주 

2~3회 이상의 운동빈도와 60분 이내의 운동시간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 시작 전 그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

고 파킨슨병 환자에게 있어 운동의 중요성에 한 안내와 프

로그램의 목적을 공유하기 위한 시간을 약 10분 정도 가진 후

에 준비운동 10~20분, 본 운동 20~40분, 정리운동 10~20분으

로 총 운동시간은 60분 이내로 하였다. 본 연구의 체력강화 운

동 프로그램은 기존의 파킨슨병 환자를 상으로 한 실험연구

[18,19]를 근거로 주 2회(화, 목) 12주간 실시하였다. 

4) 연구보조원의 선정 및 훈련

연구보조원은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위하여 박사급 전

문 강사(운동처방사) 1명, 석사 2명을 선정하여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 진행 방법을 교육하고 연구 상자를 모니터하였다. 

매주 실시한 내용을 복습하도록 과제를 주며 전화로 주 1회 이

상 프로그램 참석 여부 및 과제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군

으로 선정된 환자는 사후 평가가 끝난 후 파킨슨병 교육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약속하였다.

7.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3.0 (IBM Corp, Armonk,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고, 일반적 및 질병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은 x2 test 혹은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변수에 한 그룹 간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independent 

sample t-test, 두 그룹의 분산 동질성 검증은 Levene’s 

test로 분석하였다. 

 반복측정 자료의 구형성 검정을 시행하여 복합 칭의 가

정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및 질병 특성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조군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기 이

전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일

반적 및 질병 특성은 x2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

다. 그 결과 두 집단 특성의 동질성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2).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요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조군 그룹 간의 분산 구조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동질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는 체력(SFT), 우울(MADRS 

-K), 인지기능(ADAS-K) 측정 항목이 등분산을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5). 측정 항목 실험군과 조군에 따른 동

질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두 집단에 따른 평균 차이 검정을 시행

하였다. 정규성이 만족하는 경우에는 독립 t-test를 통하여 평

균 차이 검정을 시행하였고, 정규성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하여 평균 차이 검정을 시행하였

다. 모든 측정 항목이 평균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군

과 조군에 따른 동질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Vol. 24 No. 3, 2022 285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이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체력, 우울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3. 가설검증

1) 가설 1

‘시간이 경과 하면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파킨슨병 노인 환

자의 체력검사 점수가 향상될 것이다.’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실험군과 조군 간의 

파킨슨병 노인 환자 체력검사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고(F=0.02, p=.893),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전과 1 

․ 2차 사후 측정에서 파킨슨병 노인 환자 체력검사 점수가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8.01, p=.001), 실험

군과 조군 간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5.85, 

Table 2. Homogeneity of Demographic and Diseas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N=41)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1) Cont. (n=20)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Female 
Male

14 (66.7)
 7 (33.3)

15 (75.0)
 5 (25.0)

 4.81 (.521)*

Age (year) 72.2±8.52 67.1±5.10  4.64 (.407)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10 (47.6)
11 (52.4)

12 (60.0)
 8 (40.0)

 6.53 (.211)

Married Being spouse
Divorce, bereavement

15 (71.4)
 6 (28.6)

13 (65.0)
 7 (35.0)

 6.01 (1.000)

Average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00~＜200
≥200

12 (57.1)
 5 (23.8)
 4 (19.1)

13 (65.0)
 5 (25.0)
 2 (10.0)

 6.42 (.227)*

Cohabitant Spouse
Offspring

17 (81.0)
 4 (19.0)

14 (70.0)
 6 (30.0)

 5.15 (.781)*

Exercise Yes
No

14 (66.7)
 7 (33.3)

12 (60.0)
 8 (40.0)

 0.41 (.566)

Exercise time (minutes) ≤60
≥61

 8 (47.6)
13 (52.4)

13 (65.0)
 7 (35.0)

 0.69 (.635)

Numbers of exercise (per week) 3~4
5~6
7

10 (18.2)
 7 (54.5)
 4 (27.3)

 6 (30.0)
 9 (45.0)
 5 (25.0)

 6.30 (.331)*

Occupation Yes
No

 3 (14.3)
18 (85.7)

 5 (25.0)
15 (75.0)

 1.53 (.431)*

Duration of patients' illness (year) ＜5
5~＜9
≥9

 7 (33.3)
 9 (42.9)
 5 (32.8)

 5 (25.0)
12 (60.0)
 3 (15.0)

 2.17 (.846)*

Age of disease onset in patients (year) 67.6±8.11 58.4±4.90 15.00 (.091)

Walking disturbance Yes
No

15 (71.4)
 6 (28.6)

13 (75.0)
 7 (25.0)

 1.53 (.361)

*Fisher's exact test;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Table 3. Homogeneity of Physical Fitness,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between the Two Groups (N=41)

Variables Categories
Exp. (n=21) Cont. (n=20)

t or U (p)
M±SD M±SD

Physical fitness Up-and-go  7.66±2.01  6.89±0.98  1.10 (.285) 

Depression 15.82±9.79  15.30±14.24  -0.49 (.627) 

Cognitive function Remembering test instructions
Word finding difficulty

 0.91±0.70 
 0.70±0.82 

 1.00±1.05 
 0.09±0.30 

55.00 (1.000)*
31.50 (.099)*

*Mann-Whitney U;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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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상호작용에 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험군은 사

전에서 파킨슨병 노인 환자 체력검사 점수의 평균값이 7.66 수

준이었고, 1차 사후에서 7.90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2차 사후 

에서 6.91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조군은 사전에서 파

킨슨병 노인 환자 체력검사 점수의 평균값이 6.89 수준이었고, 

1차와 2차 사후에서 각각 6.75, 6.6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Table 4). 

2) 가설 2

‘시간이 경과 하면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우울은 더 감소할 것이다.’ 가설은 기각되었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실험군과 조군 간에 

우울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F=0.10, 

p=.75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전과 1 ․ 2차 사후 측정에서 우

울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22, 

p=.041) 실험군과 조군 간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가 있

는지 검정한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F=1.07, p=.355)(Table 4). 

3) 가설 3

‘시간이 경과 하면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인지기능이 향상될 것이다.’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인지기능의 지시기억(remembering test instructions) 요

인을 살펴보면, 실험군과 조군 간의 인지기능은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F=0.10, p=.759),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전과 1, 2차 사후 측정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31, p=.282), 실험군과 조군 

간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89, p=.029). 상호

작용에 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험군은 사전에서 인지기

능의 평균값이 0.91 수준이었고, 1차에서는 1.18 수준으로 증

가하다가 2차에서 1.27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조군은 

사전에서 1.00 수준이었고, 1차에서 0.50 수준으로 감소하다

가 2차에서 0.3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인지기능의 단어 선택 장애(word finding difficulty) 요인

을 살펴보면, 실험군과 조군 간에 인지기능은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F=0.87, p=.364),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사전과 1, 2차 사후 측정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0.54, p=.590), 실험군과 조군 간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03, p=.005). 상호작용에 해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실험군은 사전에서 0.70 수준이었고, 1차

와 2차에서 각각 0.60, 0.1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조군은 

사전에서 인지기능의 평균값이 0.09 수준이었고, 1차와 2차에

서 각각 0.36, 0.5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D 학교병원 파킨슨병 센터의 신경과 외래에 등

록된 특발성 파킨슨병 노인 환자를 상으로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체력, 우울,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 가설 중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Table 4. Repeated Measure ANOVA of Physical Fitnesss,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Between the Two Groups (N=41)

Variables Time Exp. (n=21) Cont. (n=20) Source F (p)

Physical fitness

Up-and-go Pre
Post 1
Post 2

 7.66±2.01 
 7.90±2.05 
 6.91±2.10 

6.89±0.98 
6.75±0.77 
6.60±0.78 

Group
Time

Group*Time

 0.02 (.893)
 8.01 (.001)
15.85 (＜.001)

Depression Pre
Post 1
Post 2

15.82±9.79 
12.73±9.33 
11.00±6.84 

15.30±14.24 
15.50±13.92 
15.00±13.97 

Group
Time

Group*Time

 0.10 (.752)
 3.22 (.041)
 1.07 (.355)

Cognitive function 

Remembering test instructions Pre
Post 1
Post 2

 0.91±0.70 
 1.18±1.47 
 1.27±0.65 

1.00±1.05 
0.50±0.92 
0.30±0.48 

Group
Time

Group*Time

 0.10 (.759)
 1.31 (.282)
 3.89 (.029)

Word finding difficulty Pre
Post 1
Post 2

 0.70±0.82 
 0.60±0.52 
 0.10±0.32 

0.09±0.30 
0.36±0.50 
0.55±0.52 

Group
Time

Group*Time

 0.87 (.364)
 0.54 (.590)
 6.0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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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체력 변화

본 연구에서 측정한 파킨슨병 노인 환자 체력검사 점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전과 1, 2차 사후 측정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군과 조군 간에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

는 선행 연구에서 운동 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의 유연성, 

균형, 근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운동장애를 개선하여 균형과 보

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4-17]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이 파킨

슨병 노인 환자 체력검사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운동 

협응성, 균형, 유연성 등이 증가하여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체

력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파킨슨병의 중요한 

운동 증상은 진전, 경직, 운동 완서, 자세 불안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운동 완서는 동작의 계획, 시작, 실행에 해당하는 전체 

동작 과정에서의 느림과 어려움이 있으며 걷기, 옷 입기, 글쓰

기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된다[4]. 이러한 운동장애는 

걷기와 필라테스 운동을 통하여 몸이 느려지고 뻣뻣해지더라

도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하면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이동성 및 운동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필라테스 운동이 노인의 신체 균형과 근력을 개선하여 낙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운동 중재로 보고한 연구[19,21]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이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이동 장애와 낙상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적절한 간호

중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험 후 파킨슨병 노

인 환자 체력검사 점수가 중재 후 증가하였다가 중재 4주 후에

는 다시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재 중에는 상호작용이 일어나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체력강화에 효과를 보였으나 중재가 일

어나지 않은 4주 후에까지 지속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

재 기간에 따른 변화뿐 아니라 중재 기간의 연장에 따른 변화

에 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 참

여자는 건강상태가 악화하거나 날씨의 변화 등 환경요인, 운

동 효과에 한 낮은 기 감, 정해진 시간에 참여가 힘들어서 

등의 이유로 교육 횟수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였다. 이

는 파킨슨병 센터에서 약물치료와 운동요법이 병행되어 유지

될 수 있도록 파킨슨병 환자에 한 지속적 환자 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장기 치료

와 관리에 필요한 파킨슨병 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은 파킨슨

병으로 인한 입원, 외래 비용을 줄이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우울 변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우울 점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전

과 1, 2차 사후 측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실험군과 

조군 간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파킨슨병 환자를 상으로 가상현

실 댄스운동 프로그램[14], 마음 챙김 명상기반 복합운동 프로

그램[16], 노르딕 걷기 운동 프로그램[17] 적용 후 우울 증상 

완화에 효과가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상

자 모집을 위해 파킨슨병 노인 환자 120명 상으로 사전 조사

를 시행하여 자가평가 우울척도 BDI 중등도 상자는 제외하

고 선정하였으며, 본조사에서 파킨슨병 노인 환자 56명을 

상으로 관찰자 평가 우울척도 MADRS로 우울을 측정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우울에 한 운동 효

과를 규명하기 위해 파킨슨병 상자 중 특히 우울의 점수가 

높은 상자를 선정하여 운동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 조

군의 우울 차이를 비교해 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

존 연구에서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우울에 한 운동 효과는 

댄스[14], 마음 챙김[16] 등과 함께 통합하여 운동 중재를 한 

경우가 운동 중재만 한 경우보다 우울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2주간 걷기와 필라테스 운

동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음 챙김과 같은 동기 부여나 댄스와 같은 즐거운 

감정이 동반된다면 우울 완화의 효과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에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우울 감소를 위해 운

동요법과 함께 동기 부여를 포함한 심리적인 중재를 통합하여 

적용하거나 다학제 접근방법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유는 

파킨슨병이 뇌의 기저핵 기능 장애로 인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로 운동장애뿐 아니라 동기 저하와 감정 조절 장애가 동

반되어 우울 증상은 더욱 악화되고, 보행장애와 운동장애 등

의 신체적 변화로 인해 일상생활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

문이다[9]. 

3.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인지기능 변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기능 측정도구 ADAS-K는 교육 

정도와 성별 및 발병 연령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인지장애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29].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인지기능은 기

억력 세부항목 중 지시기억(Remembering test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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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언어능력 세부항목 중 단어 선택 장애(Word finding dif-

ficulty)가 조군보다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인지기능 측정도구가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

나 중재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인지기능에 변화

를 보인 태극권 운동 프로그램[15], 마음 챙김 명상기반 복합 

운동 프로그램[16], 에어로빅 운동 프로그램[18]을 적용하여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와 같

은 맥락이다. 이는 파킨슨병이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진행에 

따라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기억력, 판단력 장애를 

동반하지만, 파킨슨병 진행을 완화하기 위한 비약물요법의 운

동요법이 인지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다발성 경화증 환자를 상으로 필

라테스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인지기능, 균형, 신체 능력

의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22]가 이를 뒷받침한다. 

필라테스 운동은 신체 균형, 자세교정을 체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조절 운동[20]이므로 정확성과 집중이 필요하

여 뇌의 활성화로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에서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스텝 박스를 이용한 걷기운동과 필라테스 도구를 이용한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은 기억력과 언어능력에 긍정적 효과

를 보여 체력강화뿐 아니라 인지기능 장애를 최 한 늦출 수 

있는 중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의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이 파킨

슨병 노인 환자의 체력과 인지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임이 확인되어 파킨슨병으로 인한 운동 완서와 균형유지

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보행장애와 낙상의 위험을 낮추기 위

한 중재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아울러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

램이 인지기능 강화에도 효과를 보이므로 파킨슨병 센터와 지

역사회의 치매 중재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의 파킨슨병 노인 환자를 상

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모든 파킨슨병 노인 환자

에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또 다른 제한점은 무작위로 연구

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점과 심각한 인지장애와 우울을 보이는 

환자는 포함하지 않았고, 참가 전에 환자들이 받았던 치료에 

한 구체적 기록 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파킨슨병 노인 환자(Hoehn & Yahr stage 2단계 

이하) 상으로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체력, 우

울,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체력강화 운동 프

로그램이 파킨슨병 노인 환자의 체력과 인지기능에는 의미 있

는 개선을 보였지만 우울 증상 완화에는 효과가 없었다. 본 연

구의 의의는 걷기와 필라테스 기반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을 

파킨슨병 노인 환자에게 적용하여 체력과 인지기능 개선의 근

거자료를 제시한 것에 있다. 따라서 이동 문제와 낙상의 위험

에 노출된 파킨슨병 노인 환자는 체력검사를 통해 보행능력 

저하를 조기에 파악하고, 체력강화 운동 중재를 한다면 보행

장애와 낙상 위험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파

킨슨병 노인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여 

인지기능 장애를 완화할 수 있는 간호중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파킨슨병 노인 환자에게 체력강화 운동요법과 인지기

능, 우울을 개선할 수 있는 인지행동요법(Cognitive Behavioral 

Therapy)을 통합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파킨슨병 노인 환자 중 특히 우울의 점수가 높은 상자

를 선정하여 운동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 조군의 우울 차

이를 비교해 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더 

큰 집단을 상으로 체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와 

시점별 효과, 파킨슨병의 질병 단계별 효과도 비교하여 연구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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